
공 약 명 산학협력 캠퍼스 유치 추진

총사업비 비예산 완료시기 임기후 사업기간 장기

사업주체 협력(시)
사업성격
(사업유형)

기타(계속) 추진부서 지역경제과

∘국내 최대 IT․벤처 집적지인 G밸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캠퍼스를 

유치하여 G밸리 입주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강화 및 인력수급을 지원하는 

배후시설로 활용하고자 함

□ 현황 및 그간 추진경위

○ 금천구에는 국내 최대 벤처기업 집적지이자 ICT산업 선도지역인 G밸리가

위치하고 있으나 산학협력 기능을 담당할 대학이 없는 환경으로 첨단

ICT기반 기술혁신 및 인력수급 지원을 위한 산학협력 캠퍼스 유치가 필요

○ 2013년, 산학협력캠퍼스 유치에 대한 서울시와 금천구의 공감대 확인

후 서울시립대 일부학과 이전 등 산학협력캠퍼스 조성을 추진한 바있음.

- 산학협력캠퍼스 유치에 대한 서울시와 금천구의 공감대 형성
(2013, G밸리 현장시장실)

- 서울시립대 공과대학 일부학과 이전 건의(2013)

- 서울시립대 계약학과 운영 시범실시 후 산학협력캠퍼스 점진적 조성
검토(2014)

○ 2015년, 대규모 예산수반 및 교육부 승인 필요 등의 요인으로 서울시립대

산학협력캠퍼스 설립은 장기 검토과제로 전환 (G밸리 비상대책회의)

○ 산학협력캠퍼스 설립을 위한 대규모 예산 및 부지확보 등 사업추진

장기화 요인에 따라 산 학 연 협력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마련 필요



□ 사업개요

○ 목 표 : G밸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학협력캠퍼스 유치

○ 대상지역 : G밸리內 또는 배후지역

□ 추진방향

○ G밸리 산학협력캠퍼스 유치를 위한 서울시 및 유관기관 협력 추진

○ 아마존캠퍼스 등 기업앵커시설 구축 시 산학협력을 위한 공간 확보 추진

○ 대학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

□ 세부추진계획

○ G밸리 발전협의회 서울특별시 혁신성장위원회(산학연 정책 분과위원회) 등

안건 상정 추진으로 서울시 및 유관기관과 함께 산학협력캠퍼스 설립을

논의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

○ G밸리 발전협의회 금천지역 실무협의회 논의 후 기업 수요조사 및

서울지역 대학의 산학협력단 협업을 추진하여 G밸리 기업 수요에

부합하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매칭을 통한 산학협력 활성화 분위기 조성

□ 소요예산 : 미산정

□ 협업(협치) 사항

○ 교육부, 서울시, 국회의원, 시의원, 도시계획과 협업 필요

작 성 자 지역경제과장 : 김현정 (1300)  팀장 : 박병규 (1307) 담당 : 정보람 (2225)

협업부서 도시계획과 협업내용 산학협력캠퍼스 설립관련
중앙정부 교육부 서 울 시 서울시 경제정책과


